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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침입탐지 시스템은 어떤 학습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 되었

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 학습을 한 처리를 많이 하면 비례하여 성능이 개선되지만, 

실제 사용의 유용성면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처리를 하여 침입탐지의 탐지

율을 보장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기반 침입탐지 문제를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제안된 모델은 탐지 속도와 각종 공격들의 패킷 분포를 고려하여 련

된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학습하는 시스템이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모델의 유용성을 검증 하
다.

1. 서론

   침입탐지 시스템에서 가장 먼  수집되는 데이터

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패킷이다. 이 게 수집되

어진 패킷들은 각기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 패킷들 

에서 몇몇의 패킷들은 그룹으로 묶여서 비정상

인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비정상 인 행동을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는 공격이라고 명명한다.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공격에 한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

하고 감지하는 방법에 하여 많은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DARPA에서 지원하는 로젝트에서 

공식 인 그 출발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 되었다[1,4,5,6]. 

   이 게 제안된 기존의 방법들은 실제로 사용되기 

해서는 몇 가지 문제 이 있었다. 첫째로, 침입 탐

지율은 높지만, 과도한 데이터의 처리로 인해 시

간이 무나 많은 시간이 소유 된다는 것이다. 둘째

로, 기존의 방법들 에서 성능이 높았던 학습 방법

은 주로 감독학습 방법인데, 학습시간이 많이 소모

가 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탐지 시에 단 

시간이 많이 소모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이

유는 공격패턴을 만들기 해 용량의 데이터를 사

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학습의 효과를 유지 

하면서 탐지경보 발생 시간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근법이 요구 되고 있다.

   기존의 처리 방법들은 네트워크와 보안이라는 

도메인의 고려 없이 통 이고 일반 인 방법을 사

용하 는데, 우리는 이 논문에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도메인의 특성을 최 한 분석하여 빠르고 효

과 인 처리 방법을 제안 하 다. 이러한 처리 

방법의 핵심은 정상  비정상 패킷이 뒤 섞여 있는 

패킷의 흐름을 고려하여 련 있는 패킷을 그룹화 

하는 것이다. 이 게 생성된 그룹을 신경망을 이용

하여 학습하고,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 침입율을 분

석  실험한 모델을 제안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된 모델의 이론에 하여 

설명하 다. 3장에서는 실험과 그 결과에 하여 분

석 하 다. 4장에서는 결론  향후과제에 하여 

언  하 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육성․지

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1120

2. Bag 단  근

2.1 Bag 모델

   네트워크에서 패킷의 연속 흐름에는 정상과 비정

상 패킷이 서로 뒤 섞여있다. 이 게 정상과 비정상

이 섞여 있기 때문에 패킷을 순차 으로 단순하게 

학습 하는 것은 학습율 면에서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5,8]. 특히 한 개의 공격을 구성하는 패킷들을 

개별 으로 보면 정상인 경우가 다수 섞여 있으므

로 패킷을 개별단 로 다루어서는 효과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공격이라는 분야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하여 패킷을 각 목

지 주소(IP)별로 패킷을 분리하고, 서로 련되는 패

킷 그룹(group)으로 ―이후 Bag으로 명명함, 나 어 

학습을 하고 학습된 데이터의 패턴을 비교, 분석하

여 침입을 찾는 방법을 제안 하 다. [그림 1]은 이

러한 모델을 개념 으로 보여 다.

 

[그림 1] Bag을 통한 탐지 모델

2.2 Bag 생성

   아래 <표 1>는 Bag생성의 알고리즘을 기술한 

것이다. 알고리즘의 특징은 목 지 IP별로 먼  패

킷의 흐름을 분류 하고 의심스러운 패킷은 의심스러

운 것들로 묶고, 정상인 패킷은 정상 인 것으로 묶

어서 다루는 것에 기반 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모델링은 한 개의 공격을 구성하는 흐름에는 정상 

 비정상이 뒤 섞여 있다는 을 반 한 것이며, 

한 개의 패킷에 한 경보 보다는 여러 개의 패킷에 

하여 표 경보를 발생 시킨다는 에서, 기존의 

기계학습법에 비해 좀더 자연스러우며 리자가 다

루어야 할 정보의 크기를 많이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표 1> Bag 생성 과정

Bag Generation

1. XIBL을 이용하여 학습지식을 생성.

2. 각각의 Bag을 만들 인스턴스들에 하여 

2.1 만약 목 지 IP가 동일한 완성되지 않은 Bag이 없으면 새로운 

Bag을 시작 하고 2로 감.

2.2 Bag의 크기가 특정 크기 이상이 아니라면 해당 Bag에 인스턴

스 추가하고 2로 감.

2.3 새로운 인스턴스와 Bag의 시간 차이가 기 값 이상 이면 해당 

Bag을 종료하고 새로운 Bag을 생성 2로 감.

2.3 새로운 인스턴스의 시간차가 Bag의 시간차 평균의 K배 이상이 

아니면 해당 Bag을 종료하고 새로운 Bag을 생성하고 2로 감.

2.4 새로운 인스턴스의 클래스 값을 측함.

2.5 새로운 인스턴스의 추가가 기존의 Bag의 험도를 증가 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인스턴스를 해당 Bag에 포함 시키고, 새로운 인스턴

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Bag을 시작 2로 감.

2.6 험도가 특정 값 이상 이면 해당Bag에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Bag을 종료하고 2로 감.

2.7 Bag에 새로운 인스턴스 추가 없이 종료하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Bag을 시작하고 2로 감.

   Bag의 당한 크기 선정을 해서 우리는 새로

운 패킷이 기존 Bag에 첨가 되었을 때 험도가 특

정 값 이상 증가하면 새로운 Bag을 생성하고, 험

도가 특정 값 이하로 감소하면 정상인 데이터 흐름

이 시작된다고 단하여 Bag을 종료 하 다. 특히 

새로운 패킷의 발생 시간이 해당 Bag의 마지막 패

킷의 발생 시간과 비교하여 특정 시간 이상 이면 

Bag을 종료 하도록 하 다. 이러한 Bag생성과 패킷

의 성향 분류를 해 우리는 기계학습법의 하나인 

XIBL을 사용하 다[2,3]. 

2.3 신경망을 이용한 Bag 학습

   생성된 Bag의 학습을 하여 우리가 사용한 것

은 신경망의 오류 역  알고리즘(BP)을 사용하

다. BP는 지도학습의 일종으로 가장 보편 으로 쓰

이는 학습 알고리즘이다. 일반 인 개념은 입력 데

이터가 여러 개의 은닉층을 통과하여 출력층으로 출

력이 되면, 그 값을 목표 출력 값과의 오차가 최소

가 되는 가 치 값들을 구한 후, 각 노드에 한 가

치 값의 변화가 없을 때가지 역방향 즉 출력층, 

은닉층의 순서로 가 치를 갱신하여 학습 하는 방식

이다. 우리가 사용한 가 치 계산식은 아래(1) 와 같

다.

)(,
)()(

1

1
2

'

∑ −

=
=+=

−=
M

k pkpp

pkkpkpkpk

EEEE
netfOd

δ
δ

(1)

  본 논문에서 구 한 신경망의 구조를 하여 우리

는 우선 학습할 모든 Bag의 인스턴스의 크기를 조

사하고 가장 큰 값을 기 으로 입력 노드를 결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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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MI Selection

Total length 0.0

Service type 0.0035 Accepted

Time to live 0.0838 Accepted

Protocol 0.0

Source IP 0.0865 Accepted

Destination IP 0.1535 Accepted

Source port 0.3253 Accepted

Destination port 0.1270 Accepted

다[10]. Bag의 인스턴스의 크기가 최댓값 미만인 것

들은 모두 0 으로 입력 값을 계산 하 다. 출력은 

하나로 계산하 고 은닉층을 3개로 주는 신경망 구

조를 구 하 다. 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하여 

Bag의 데이터  30%를 테스트에 사용하 고, 나머

지 70%는 학습 하는 과정으로 구 하 다.  

3. 실험

3.1 실험 Data

   우리가 본 논문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한 데이터는 

DARPA에서 제공하는 1998년 데이터  Sample 용 

데이터이다[6]. 이 자료는 특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특별한 시나리오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 들이다. 

이때 많은 공격들이 행하여지는데, 이 게 발생되는 

모든 패킷들을 tcpdump 형태로 만들어 제공된 데이

터들이다. 한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어떠한 공격이 

행하여 졌는지에 한 추가 정보가 별도의 로그 

일(리스트 일)로 제공된다. Sample용 데이터는 

14600개가량의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5 종류의 서로 다른 공격이 20회 포함되어 있다. 

   패킷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IP이다. IP의 

데이터는 다시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 되는데, TCP, 

UDP, ARP 등이 그 표 인 이다[9]. 우리는 IP 

와 TCP 벨의 범 에서 학습 자료를 추출 하 는

데, 그 이유 에 하나는 UDP와 ARP에 비해 다

수의 공격들이 TCP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고,  다른 이유는 TCP의 콘텐츠에서 데이터를 추

출하면 각종 로토콜별로 세분화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TCP의 콘텐츠에서 자료를 추출할 경

우 그 정보가 방 해 지기 때문에, IP와 TCP 헤더 

벨에서 데이터를 추출하 다. 이러한 헤더를 구성

하는 요소  정상  비정상의 단의 기 이 되는 

필드를 선택하기 해 우리는 기계학습 분야의 필드

선택 알고리즘의 하나인 Mutual Information(MI) 

[7]을 이용하 다. 아래 수식 (2)은 MI값을 계산하기 

해 우리가 사용한 수식 이다. 이산형에 해서는 

아래 식을 바로 용하 고, 수치형 필드에 해서

는 통계 인 분석을 시행하고 이산형으로 자료를 변

형한 후 아래 식을 용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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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log),(),( ygxf
yxp

yx
yxpYXI ×= ∑

(2)

이 게 선택된 필드는 모두 8개 이며, <표 2>는 해

당 항목을 보여 다. MI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해당 

필드는 정상  비정상을 단하는 기 으로 의미가 

높다는 뜻이다.

<표 2> MI값

3.2 Bag 생성 분석

   생성된 Bag의 평가를 해 우리는 Bag의 개수

와 한 Bag을 구성하는 정상  비정상 비율을 비교 

하 다. 한 개의 Bag을 구성하는 인스턴스의 개수가 

무 작거나 크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림 2]는 

생성된 Bag의 인스턴스 개수의 분포로 략 20 에

서 60 개의 인스턴스들로 한 개의 Bag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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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ag의 크기 분포

한 정상  비정상의 비율이 0 이나 100%에 근

해야 데이터의 구분도가 높은 것이며, 50%에 근

하면 정상 는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변별력이 의미

가 없어진다. [그림 3]은 생성된 Bag에서 Bag을 구

성하는 인스턴스들의 비정상 비율로 0 이나 1에 수

렴하여 한 개의 Bag에는 비슷한 특성을 갖는 패킷

들이 모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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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ag의 비정상 비율분포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1122

3.3 탐지율 분석

   신경망에서 제일 요한 것은 학습 횟수와 학습

율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 번의 학습을 시도 하 고, 

학습율은 0.5를 주었다. 체 오차의 한계는 0.5를 

주고 실험 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신경망에서

의 요한 요인 에 하나는 비정상 비율을 0.1에서 

1 사이로 변화를 주고 침입탐지를 측정했다는 것이

다. 비정상 비율이란 한 개의 Bag에 클래스가 어느 

정도의 비정상 공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

낸 것이다. 아래 <표 3>은 비정상 비율에 한 여

러 가지 공격성향을 탐지한 결과이다. 

<표 3> 비정상 비율에 따른 공격성향(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TN 0 0 0 0 0 0 0 0 0 0

FN 18 18 18 17 16 16 16 16 14 13

FP 0 0 0 0 0 0 0 0 0 0

TP 177 177 177 177 177 178 178 178 180 181

*Acc 90.7% 90.7% 90.7% 91.2% 91.2% 91.7% 91.7% 91.7% 92.7% 93.2%

*Acc(Accuracy)

   비정상 비율에 따른 총 공격성향 개수는 195개 

이고, 그  비정상 비율을 0.1로 하고 측정한 결과 

공격을 정상으로 단한 FN(False Negative)의 경

우가 18개임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0.9로 테스

트 할 경우 FN이 하게 떨어진 14개인 것을 볼 

수 있다. 한 정상을 정상이라고 단한 TP(True 

Positive)의 개수는 늘어났다. 이런 한 결과는 정확

도가 굉장히 높아짐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 90.7%

에서 93.2%까지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비정상 비율

이 높아질수록 신경망의 성능이 최 이 되었다.

4. 결론  향후 과제

  우리는 이 논문에서 네트워크기반 침입탐지 문제

를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제안된 모델은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고려하

고, 실제 패킷흐름에서 공격의 패킷 분포를 련

된 그룹으로 분류 하 다. 이 게 생성된 그룹을 신

경망으로 학습하고 탐지했다. 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 하 는데, 기존의 여

러 기계학습 기법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실제 

사용이라는 면에서는 구조상의 빠른 처리로 인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좀더 나은 신경망 알고리즘을 구

하는 것이고 한 XIBL로 Bag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신경망을 이용한 Bag생성의 연구와 다른 학습 

데이터와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험

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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